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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온도 감시

OMEGA® iSD-TC는 컴퓨터 서버실, 

청정실, 실험실, 박물관, 창고, 원격 시설 

같은 중요한 장비와 장소의 온도를 

웹 기반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2개의 독립적인 

써모커플 채널의 온도를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웹 브라우저를 제외하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 알람

온도가 사용자의 정한 설정점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장치는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은 이메일로 단일 사용자나 그룹 

배포 리스트에 전송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를 

휴대폰이나 PDA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

오메가 iSD-TC는 알람 센서와 함께 작동하는 

2개의 접점 폐쇄용 나사 단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문이 열리거나, 윈도우가 파손되거나, 

화재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때 알람을 전송할 

것을 iSD 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U 가상 차트 레코터

U 웹서버

U 듀얼 써모커플 (10 타입)

U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알람

U 일반적인 SD 카드에 데이터의 연도 기록

U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음

정전

iSD 모니터는 교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iSD-TC는 표준 

9V 알카라인 배터리(포함)로 전력을 공급받아 2

일 동안 계속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에 결함이 생겨도 데이터 기록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컬 알람

오메가 iSD 모니터는 사용자가 선택한 알람 

조건에 의해 제어를 받는 1.5A 출력 릴레이 2

개를 포함합니다. 릴레이는 현장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섬광등과 사이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편리한 웹 기반의 설치 페이지를 통해, 온도 

입력 2개, 높은 설정점이나 낮은 설정점, 

발생하는 알람 조건과 관련해 릴레이 2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는 조건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꺼지도록 

프로그래밍하거나, 잠긴 상태를 유지하고 수동 

초기화를 필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SD-TC,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웹에서 차트와 그래프 보기

오메가 iSD는 실시간 판독 값을 표시하거나, 

온도 차트를 표시하거나, 기본 데이터 형식으로 

Excel이나 Visual Basic 같은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 이용할 데이터를 

기록하는 Active Web Page를 제공합니다.

웹 페이지에서 보는 가상 차트는 랜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트를 기록하는 

JAVA™ Applet입니다. 오메가 iSD가 있으면, 

데이터를 기록하는 독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정보를 원하면 다음 페이지의 각주
를 참고하세요.

iSD-TC

FCC-B
Optional*

타입 K 써모커플  
2개가 포함됩니다.

Monitor Temperature Over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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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분리 가능한 2 GB SD 플래시 메모리 

카드가 함께 제공되고, 이 메모리 카드에는 

10초 간격으로 얻은 최대 7년간의 판독 값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SD 플래시 카드에 기록

데이터는 널리 이용할 수 있는 SD (보안 

디지털) 플래시 카드에 기록합니다. 형식은 

쉽게 스프레드시트와 기타 프로그램으로 

불러올 수 있는 간단한 “.txt” 텍스트 

파일입니다. USB 카드 판독기를 이용해 PC

나 MAC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이나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원격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iSD 모니터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데는 특별한 교육, 도구, 소프트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장치는 기본 케이블과 플러그를 

이용해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110 – 

240 Vac를 공급하는 교류 콘센트에서 전력을 

얻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기술

오메가 iSD는 설치와 이용이 간단하고, 웹 

브라우저를 제외한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오메가의 아이서버 기술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iSD는 표준 RJ45 커넥터를 이용해 이더넷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표준 TCP/IP 패킷으로 

차트 척도는 완전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차트는 1분, 1시간, 1일, 1주, 1개월, 1

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최대 범위에 

걸쳐 기록하거나 좁은 범위 안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iSD는 2개 위치의 절대 측정 값과, 두 위치 간의 

차등적 측정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iSD는 최대 1820°C (3308°F)까지 써모커플 

타입 J, K, T, E, R, S, B, C, N, L의 측정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iSD는 타입 K 써모커플 쌍을 

포함합니다.

 

웹 캠 또는 IP 카메라로 연결되는 링크

웹 페이지에는 “웹 캠”이나 “IP 카메라” (구매 시 

포함되지 않음)에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알람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 빠른 링크 

클릭을 통해 인터넷 상으로 실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SD 플래시 메모리 카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간단한 메뉴로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비밀번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랜 안에서나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간단하게 IP 주소를 입력하거나 

“Cleanroom 5”나 “Midwest Server Room” 

같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입력하면, iSD-

TC는 웹 페이지와 함께 현재 판독 값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용도

오메가 iSD는 청정실, 컴퓨터실, HVAC 시스템, 

제약 및 식품 가공, 보관, 병원, 실험실, 반도체 

공장, 전자 부품, 창고, 박물관, 제조, 농장 동물 

거주지, 온실 등의 용도로 온도를 측정하는데 

좋습니다.

데이터 로깅 스프레드시트

Sensor Setup

온도를 이더넷이나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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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센서 써모커플 입력

온도 범위: 오른쪽 써모커플 차트 참고

온도 정밀도: 오른쪽 써모커플 차트 참고

분해능: 1°/0.1°

온도 안정성: 0.08°C/°C 

써모커플 냉각단 트래킹: 0.05°C/°C

써모커플 리드 저항:

최대 100 Ω

써모커플 타입 (ITS 90):

J, K, T, E, R, S, B, C, N, L

인터페이스 

이더넷 (RJ45): 고정 또는 자동 조정 10/100BASE-T, 

자동 MDI/MDIX

프로토콜: 

TCP, UDP, SNMP, SMTP, NTP, ARP, ICMP, DHCP, 

DNS, HTTP, 텔넷

LCD 디스플레이: 32자리 4.8 x 9.7 mm (0.19 x 

0.38”)

SD 플래시 메모리 카드: 2GB 카드: 기록 간격 1초로 8 

개월 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기록 간격 10초로 7년치 

데이터를 저장

릴레이 출력: 릴레이 2개 30Vdc에서 1.5A

알람 I/O: 접점 입력 2개, TTL 0.5 mA 및 10K 상승; 

개방형 콜렉터 1개 출력 30Vdc에서 150 mA

샘플 속도: 초당 16 샘플

내장 웹 서버: 실시간 데이터와 라이브 업데이트 차트가 

있는 웹 페이지를 지정 가능한 시간 간격으로 제공

소프트웨어: OPC 서버; Excel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매크로; 윈도우 운영체제와 호환

전력

입력: 9~ 12 Vdc

안전 인증 교류 전원 어댑터: 

 입력: 100 ~ 240 Vac, 50/60 Hz

공칭 출력: 0.5A에서 9 Vdc (포함)

예비 배터리: 9 Vdc, 알카라인 (포함)

환경

작동 온도: 

아이서버 장비: 0 ~ 60°C (32 ~ 140°F)

배터리: -18 ~ 55°C (-0.4 ~ 131°F)

교류 어댑터: 0 ~ 40°C (32 ~104°F)

Storage Temperature: -40 ~ 85°C (-40 ~ 

185°F)

무게: 462 g (1.02 lbs), 배터리 포함

재료: SS 304 케이스 및 벽면 설치 받침대

사용자 설명서, LCD 디스플레이, 2GB SD 플래시 메모리 카드, 릴레이 알람 2개, 예비 배터리, 범용 (100 – 240 Vac) 전원 어댑터, 타입 K 써모커플 2개.

* CAL-3의 경우 써모커플 타입을 지정하세요: J, K, T, E, B, R, S, C, N, L

주문 예: iSD-TC, 듀얼 써모커플 모니터, CAL-3J, 타입 J, NIST 추적 가능 캘리브레이션.

 주문하려면 kr.omega.com/isd-tc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설명

 iSD-TC 듀얼 써모커플 입력용 모니터

 CAL-3* NIST 추적 가능 캘리브레이션 인증서, 각 입력 당 온도 지점 3개 (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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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
DHCP
LINK/ACT
100 BASE-T

C/ F TIME/IP BKLT

이중 온도

크기: mm (인치)

써모커플 차트

 입력 타입 범위 정밀도

 철-콘스탄탄 -210 ~ 760°C (-346 ~ 1400°F) 0.4°C (0.7°F)
  -260 ~ -160°C (-436 ~ -256°F) 1.0°C (1.8°F)
 CHROMEGA®-ALOMEGA®

 -160 ~ 1372°C (-256 ~ 2502°F) 0.4°C (0.7°F)
  -270 ~ -190°C (-454 ~ -310°F) 1.0°C (1.8°F)
 구리-콘스탄탄 

-190 ~ 400°C (-310 ~ 752°F) 0.4°C (0.7°F)
  -270 ~ -220°C (-454 ~ -364°F) 1.0°C (1.8°F)
 CHROMEGA®-콘스탄탄 -220 ~ 1000°C (-364 ~ 1832°F) 0.4°C (0.7°F)
  -50 ~ 40°C (-58 ~ 104°F) 1.0°C (1.8°F)
 Pt/13%Rh-Pt 40 ~ 1768°C (104 ~ 3214°F) 0.5°C (0.9°F)
  -50 ~ 100°C (-58 ~ 212°F) 1.0°C (1.8°F)
 Pt/10%Rh-Pt 100 ~ 1768°C (212 ~ 3214°F) 0.5°C (0.9°F)
 Pt/30%Rh - Pt/6%Rh 600 ~ 1820°C (1112 ~ 3308°F) 1.0°C (1.8°F)
 W/5%Re - W/26%Re 0 ~ 2320°C (32 ~ 4208°F) 0.4°C (0.7°F)
 OMEGALLOy® -250 ~ -100°C (-418 ~ -148°F) 1.0°C (1.8°F)
 Nicrosil-Nisil -100 ~ 1300°C (-148 ~ 2372°F) 0.4°C (0.7°F)
 J DIN -200 ~ 900°C (-328 ~ 1652°F) 0.4°C (0.7°F)L


